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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초 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분야의 어린이서비스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연구의 발 인 방향을 모색하

기 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 리학회지에 창간호부터 2012

년까지 게재된 학술논문 113편을 분석하 다. 연도, 학회지, 연구자, 주제, 연구방법, 연구비 등을 기 으로 논문 

황을 분석하 고 연구에서 나타나는 내용과 방법론을 심으로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 연구 논문 분석을 

토 로 어린이서비스의 발 을 한 과제로 어린이 도서 연구의 활성화, 어린이서비스 연구 반의 실효성 제고, 

연구의 장 근 성 강화 등을 제안하 다. 

키워드: 어린이서비스, 연구경향, 어린이사서, 어린이도서, 연구방법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children’s services research in Korea. A total of 113 

research articles were selected from 4 journal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rticles were analyzed in 

the aspects of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s, author types, and research funds. The writer discussed 

the problems shown in the articles and suggested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research. 

Keywords: Children’s services, Research trend, Research methodolog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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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우리나라에서 도서 의 어린이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총독부도서 의 부녀자문고와 경성도서

의 아동열람실이 설치된 1923년의 일이다. 하지만 일제시 와 6.25, 그리고 억압 인 정치사회  

상황이 지배하던 산업화시기를 지나는 동안 어린이서비스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 다. 어린이서비

스가 본격 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에 들어선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우리 사회의 반 인 변화 속에서 어린이를 한 독서와 도서  서비스에 한 심이 증 하 고 

이러한 흐름이 2000년 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가시 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2003년 

순천 기 의도서 이 개 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성과의 표 인 시발 이라고 할 만하다. 

이 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도서 의 어린이서비스가 본격 으로 형성된 것은 겨우 10년 정도밖

에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비해 실 으로 드러나는 어린이서

비스의 성장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순천 기 의도서 을 필두로 하여 11개의 기 의도서 이 

개 하 고, 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도서 을 잇따라 건립하 다. 개인, 종교기 , 민간

단체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서 을 설치하기도 하고 기존의 제도권 공공도서 에서도 어린이서

비스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모든 일이 지난 10여 년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어

린이서비스의 발 과 성장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게 어린이서비스 장이 성장하고 발 하는 과정에서 그에 한 학계의 연구도 크게 활성화

되었다. 과거에는 어린이 독서교육이나 어린이 책에 한 연구가 간간이 발표되었으나 최근에는 

어린이를 한 도서  서비스의 여러 측면들을 다루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그리고 어린이서비스를 연구하는 인력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연구의 양과 질에서 속한 성

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 에서 어린이서비스의 연구 황을 검하고 발 인 방향을 모색

하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의를 내포하는 이 연구는 기본 으로 두 가지 목 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 

어린이서비스 연구의 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어린이서비스 련 연구가 얼마나 수행되고 있으며 

어떤 연구의 지형을 이루고 있는지 구체 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어린이서비스 

연구의 발 을 한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장을 반 하면서 이끌어가고, 어린이서비스의 이론

 체계를 축 해 가기 해서는 연구 역에서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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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와 방법

도서 의 어린이서비스와 련된 연구는 문헌정보학뿐만 아니라 다른 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어린이 문학이나 도서와 련하여서는 국문학이나 다른 외국문학 분야 

등에서, 어린이 독서교육과 련해서는 교육학 분야 등에서, 어린이를 한 도서  공간이나 시설과 

련해서는 건축학 분야 등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원칙 으로 보면 이처럼 다른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서비스 련 연구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 논문으로 그 범 를 제한하 다. 일차 으로 연구의 편의와 연구자의 역량을 고려하

으며, 문헌정보학 분야의 논문을 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방법론에 한 검을 한 이후 다른 분야

의 련 연구를 포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 일 것으로 생각하 기 때문이다. 

문헌정보학 분야로 범 를 한정하 지만 어린이서비스 역의 연구 논문을 선별하는 것이 간단

한 문제는 아니었다. 독서 련 연구, 학교도서  련 연구, 공공도서 의 청소년 서비스 련 연

구 등에서는 어린이와 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가 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서비스의 범 를 명확히 하여 연구 상을 추출하려고 노력하 다. 독서 련 연구이지만 

어린이만을 상으로 하지 않은 일반 인 독서 연구, 등학생을 상으로 하 지만 학교도서 을 

제로 한 연구, 그리고 어린이가 포함되었지만, 연구 내용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 연구 등은 제외

하 다. 반면 학부모를 상으로 하 지만 기본 으로 어린이를 한 도서  서비스에 한 연구, 

독서 련 로그램으로서 어린이를 상으로 하는 연구 등은 연구 상에 포함하 다. 

연구 상 논문을 선별하기 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회지 에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

도서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 리학회지를 창간호부터 2012년까지 조사하 다. 

학회지를 직  보면서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어린이서비스 연구라고 단되는 논문을 선별하

다. 이 게 선별된 논문 113편을 상으로 연도별, 학회지별, 연구형태별, 연구자별 황 등을 살펴

보았고,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심으로 연구의 내면  구조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문헌정보학 분야 이외의 학계에서 연구된 어린이서비스를 다루지 않은 것은 이 연

구의 한계이면서 향후의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서비스의 완 한 연구 경향을 이해하기 

해서는 문헌정보학 이외의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선행연구와 주제 영역 구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연구경향을 다룬 연구는 지속 으로 수행되어 왔다. 문헌정보학  분야를 

다룬 연구1)도 있고 특정 주제 분야나 상을 다룬 연구2)도 있다. 이 연구는 기본 으로 특정 역

1) 손정표,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1957~2002,”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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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룬다는 에서 특정 주제 분야 상으로 연구한 논문으로부터 근 방법을 참조하 다. 

어린이서비스와 련하여 연구경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도 수행된  있다. 공정자는 우리나라와 

북미에서 생산된 학 논문을 분석하여 어린이서비스 분야 연구경향을 분석하 다.3) 이 연구가 참

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주요한 선행연구라고 할 만하다. 한국에서 생산된 학 논문 125편과 북미에

서 생산된 학 논문 149편을 분석하여 어린이 서비스 련 연구의 연도별, 주제별 생산 황을 분

석하 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학술지 논문을 상으로 하 다는 에서 공정자의 연구

와 기본 인 차이가 있다. 

연구 논문을 분석하기 해 용한 주제 역의 구분 방법도 공정자의 연구와 다소 다르게 용

하 다. 공정자는 어린이서비스 연구의 주제를 분석하기 해 일본과 미국에서 생산된 어린이서비

스 련 개론서의 내용 체계를 근거로 하여 주제 역을 구분하 다. 이 게 구분된 주제 역은 

자료, 서비스, 로그램, 경   리, 어린이 행태, 이론  역사 등 6개 역이다. 그러나 이 연구

에서는 다소 다른 구분법을 용하 다. 연구 논문을 검토하고 주제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공정자의 

연구에서 용한 주제 구분이 어린이서비스 련 연구의 주제 역을 균형 있게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주제 근을 해 사용한 역 구분은 어린이서비스 일반, 공간

과 시설, 인력, 자료, 로그램, 이용자서비스, 독서 등 7개이다. 이러한 역이나 주제구분은 연구

자에 따라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pp.9-32; 손정표,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석․박사 학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1959~2002,” 한국도서 ․정보학

회지, 제34권, 제4호(2003. 12), pp.21-42; 송정숙, “한국 문헌정보학의 연구 황 분석: 2001년~2010년 발행 석․박

사 학 논문을 심으로,”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10. 12), pp.333-353; 이명희,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2. 9), pp.287-310.

2) 김규환, 장보성, 이 정, “우리나라 기록 리학 분야의 연구 역 분석: 논문제목의 구문  의미 구조를 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2009. 9), pp.417-439; 김정 , “한국의 자료조직 분야 연구동향: 1970~2010,”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9), pp.149-164; 남태우, 이진 , “우리나라 기록 리학 연구 동향 분

석,”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p.451-473; 설문원, “기록분류에 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

제,”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12권, 제3호(2012. 9), pp.203-232; 오세훈, 이두 ,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 동향에 한 

연구,” 정보 리학회지, 제22권, 제1호(2005. 3). pp.167-189; 유사라, “메타데이터 주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0. 6), pp.404-425; 윤희윤, “한국 도서 경  연구의 성과와 한계,”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9), pp.25-44; 이란주, 임지혜, “한국의 서지학 연구 동향에 한 연구,” 한국도

서 ․정보학회지, 제33권, 제1호(2002. 3), pp.323-344; 이명희,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2. 3), pp.287-310; 이소연, “국내 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회고와 

망,”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11권, 제2호(2011. 6), pp.8-31; 장로사, 김유승, “한국의 기록 리학 연구동향 분석에 

한 연구: 정보학 역을 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1호(2009. 3), pp.87-100; 장윤미, 정연경, “분

류에 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1호(2013. 3), pp.24-44; 정재 , 박진희,  “한국 문

헌정보학의 장연구 황 분석,”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2011. 6), pp.171-191; 최재희,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 회고와 망,”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11권, 제1호(2011. 3), pp.7-22; 한복희, “이용자 

연구에 한 연구동향 분석,” 도서 학, 제23권(1992), pp.107-125; 황 숙,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p.117-130.

3) 공정자, “문헌정보학 분야의 어린이 서비스 련 연구경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2011. 8), 

pp.3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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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추이와 형태 현황

1. 연도별 연구 현황 추이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서비스와 련한 연구논문이 연속 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

후의 일이다. 1970년 부터 2000년까지 생산된 논문은 모두 7편에 지나지 않으며, 1980년 에 2편, 

1990년 에 4편 등 간헐 으로 생산되어 왔다. 부분의 어린이서비스 연구 논문은 2000년 이후에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매년 1편씩 어린이서비스 논문이 생산되어 오다가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2003년 한 해에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6년부터는 거의 매년 두 자리 수 이

상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서비스 연구 논문의 황을 통해 볼 때 연구의 양  

측면에서는 2003년과 2006년이 도약의 시 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도

학회지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비율
(%)

한국문헌정
보학회지

4 ․ 1 3 2 2 3 7 3 4 4 4 6 43 38.0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2 1 ․ 2 1 6 3 2 7 1 1 5 4 35 31.0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1 ․ ․ ․ ․ ․ 4 5 2 6 3 6 ․ 27 23.9

정보관리학
회지

․ ․ ․ ․ ․ ․ ․ 1 ․ 1 1 1 4  8  7.1

계 7 1 1 5 3 8 10 15 12 12 9 16 14 113 100

비율(%) 6.2 0.9 0.9 4.4 2.7 7.1 8.9 13.2 10.6 10.6 8.0 14.1 12.4 100

<표 1> 연도별 논문 현황

2003년과 2006년에 연구 논문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냥 우연

의 일치인가? 2003년은 우리사회에 도서 의 어린이서비스와 련하여 커다란 사회  반향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바로 순천 기 의도서  개 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도서 이 개

한 것 이상으로 큰 사회  심을 받았고 어린이를 한 도서 과 독서 환경에 한 의 호기심

을 자극했다. 이 도서 이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메이  방송사의 주요 오락 로그램을 

통해 생 계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 에 보던 도서 의 모습과는 크게 다른, 어린이를 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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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진 도서 이 방송을 통해 국에 소개되면서 도서  어린이서비스에 한 이해와 심이 일반 

과 도서 (학)계에도 증폭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2006년에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가? 2006년 국립 앙도서  소속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 이 개 한 해이다. 어린이서비스의 가치와 요성을 인식한 앙의 도서  정책 당국이 어린

이서비스의 발 을 이끌어가기 해 어린이서비스의 구심체 역할을 할 도서 을 만든 것이다. 2000

년  이후, 멀리는 1990년  이후 민간에서 개되었던 어린이서비스의 열기를 수용하고 낙후되어 

있던 제도권 도서 의 어린이서비스를 이끌어가기 한 주체로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이 개

한 것이다.4) 이러한 계기는 어린이서비스 정책과 장 발 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되었고 

련 연구 역에도 지 않은 향을 미쳤다. 

어린이서비스 장 발 의 요한 기가 만들어진 시 에 연구에도 양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에서 장의 성장과 발 이 연구의 진작에 요한 계기가 

된다는 이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연도

학회지     구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한국문헌정
보학회지

어린이서비스 4 ․ 1 3 2 2 3 7 3 4 4 4 6 43

총 논문 수 437 47 59 56 59 59 75 70 78 67 68 74 62 1,211

비율(%) 0.9 0 1.7 5.4 3.4 3.4 4.0 10.0 3.8 6.0 5.9 5.4 9.7 3.6

한국도서
관․정보학

회지

어린이서비스 2 1 ․ 2 1 6 3 2 7 1 1 5 4 35

총 논문 수 399 63 63 65 77 74 75 89 88 86 65 71 81 1,296

비율(%) 0.5 1.6 0 3.1 1.3 8.1 4.0 2.3 8.0 1.2 1.5 7.0 5.0 2.7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어린이서비스 1 ․ ․ ․ ․ ․ 4 5 2 6 3 6 ․ 27

총 논문 수 118 19 27 24 25 25 30 23 20 61 53 68 67 560

비율(%) 0.8 0 0 0 0 0 13.3 21.7 10.0 9.8 5.7 8.9 0 4.9

정보관리학
회지

어린이서비스 ․ ․ ․ ․ ․ ․ ․ 1 ․ 1 1 1 4 8

총 논문 수 312 45 45 60 58 59 61 62 60 67 60 65 63 1,017

비율(%) 0 0 0 0 0 0 0 1.6 0 1.5 1.7 1.5 6.3 0.8

계

어린이서비스 7 1 1 5 3 8 10 15 12 12 9 16 14 113

총 논문 수 1,266 174 194 205 219 217 241 244 246 281 246 278 273 4,084

비율(%) 0.6 0.6 0.5 2.4 1.4 3.7 4.1 6.1 4.9 4.3 3.7 5.8 5.1 2.8

<표 2> 연도별 총 논문 수 대비 어린이서비스 논문 현황

4) 김종성, 어린이서비스론( 구 : 태일사, 2011), pp.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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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 분야 체 논문에서 어린이서비스 논문이 차지하는 비 을 통해 어린이서비스의 연

구 황을 이해할 수도 있다. 체 논문에서 어린이서비스 논문이 차지하는 비 이 1%를 넘어서기 

시작한 시 은 역시 2003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한 해는 2007년

으로 체 문헌정보학 논문에서 어린이서비스 논문이 차지한 비 이 6.1%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에 지속 으로 연구 논문이 생산되기 시작하 다는 에서 신생 분야라 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의 비 을 차지한 것은 짧은 기간에 연구 역량이 집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회지에 따른 연구 논문 황을 보면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가 가장 

많고 한국비블리아학회지와 정보 리학회지는 상 으로 낮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의 경향을 보면 다소 다른 구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의 경우 부분의 논문이 2006년 이후에 게재되어 이 기간만 두고 보면 앞선 두 학회지에 뒤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체 논문에 비한 비 이 두 학회지를 크게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다른 학회지에 비해 어린이서비스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학회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서비스 분야의 학 논문 생산 황을 보면 2000년 이 에 생산된 논문이 체의 

12%이고 그 이후가 88%로 나타났다.5) 학 논문에서도 2000년 이후에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학술 논문에 비해 2000년 이 에 생산된 논문의 비 이 

다소 높은 것은 차이가 나는 이다. 

2. 연구 형태와 연구자 현황

어린이서비스 연구 논문에서 나타난 연구 형태를 보면 체 논문의 58.4%는 개인연구로 수행되

었고, 나머지 41.6%는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일반 인 문헌정보학 연구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비율은 공동연구의 비 이 비교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문헌정보학 

분야의 3개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한 이명희의 연구에서는 개인연구가 

73.53%, 공동연구가 26.45%로 나타났다.6) 그리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지에 게재된 장 연구의 경향을 분석한 정재 ․박진희의 연구에서는 개인연구가 69.7%, 공

동연구가 30.2%로 나타났다.7) 이 두 연구에서 보여주는 결과와 비교해 보면 어린이서비스에서 나

타난 공동연구의 비율은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연구의 형태는 교육인력 간에 이루어진 것과 교육인력과 장인력이 력한 연구로 구분할 

5) 공정자, 게논문, pp.310-311.

6) 이명희, 게논문, p.293.

7) 정재 ․박진희, 게논문,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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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교육인력은 교수, 강사, 학원생 등 학에 소속된 인력을 이야기 하며 장인력은 사서, 

사서교사 등의 신분으로 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나 리자를 이야기한다. 이 게 구분하면 공동연

구의 비율에서 교육인력 간에 이루어진 력 작업이 교육인력과 장인력 간에 이루어진 력 작업

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교육인력과 장인력 간의 력 작업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공동연구의 비율이 높은 것의 의미

는 감소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8) 

개인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단연 교수의 비율이 높았으며, 그 뒤를 강사, 사서, 학원생이 따르고 

있다. 주제 역에 따른 연구 형태의 차이는 특기할 만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제에 따른 연구

자의 선호나 작업 방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

  구분         신분
일반

공간/
시설

인력 자료 프로그램
이용자
서비스

독서 계
비율
(%)

개인연구

교수 2 1 3 13 12 9 8 48 42.4

강사 1 ․ 2 2 2 1 2 10 8.9

대학원생 ․ ․ ․ 1 ․ ․ 1 2 1.8

사서 2 ․ ․ 1 ․ ․ 3 6 5.3

소  계 5 1 5 17 14 10 14 66 58.4

공동연구

교육 인력 간 5 5 4 6 5 8 ․ 33 29.2

교육+현장인력 2 ․ 1 3 5 1 2 14 12.4

소  계 7 5 5 9 10 9 2 47 41.6

합  계 12 6 10 26 24 19 16 113 100

비율(%) 10.6 5.3 8.9 23.0 21.2 16.8 14.2 100

<표 3> 연구 형태별 논문 현황

연구자 개인별 논문 황을 보면 연구자의 변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  5명

의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한 횟수는 체 횟수 173회의 17.3%에 지나지 않으며 연구에 2~4회 참여

한 인원이 무척 넓게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연구자가 집 으로 연구 논문 생산에 참여하

는 경향보다는 다양한 연구자가 개별 으로, 혹은 공동 작업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도서  연구경향 분석에서 상  5명의 연구자 그룹이 체 연구 참여 횟수의 30% 이상을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조 이라고 할 만하다.9) 이러한 비교를 통해 세 가지 설명

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는 아직 어린이서비스의 연구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학

교도서  분야에 비해 어린이서비스 분야의 연구자 구성이 더 넓고 다양하다는 것이며, 셋째는 멀지

8) 이명희, 게논문, pp.308-309.

9) 김종성, “학교도서  연구 황과 과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2호(2013. 6),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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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미래에 이 분야의 문 연구자 그룹이 좀 더 뚜렷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개인연구로 2회 이상, 혹은 개인연구를 1회 이상 포함하면서 체 연구 3회 이상 참여한 연구자는 

모두 27명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자 그룹이 어린이서비스 연구를 향후에도 지속 으로 수행할 연구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에서 퇴직한 교수나 과정을 졸업한 학원생들은 연구 일선

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속 으로 새로운 인력이 연구에 참여하

게 될 것이다. 개인연구로 어린이서비스 연구를 수행한 18명의 경우 신진 연구 인력의 후보 그룹으

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게 보면 어린이서비스 분야의 연구 인력은 어렵지 않게 재의 규모

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확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자

연구 참여 횟수
신분

연
구
자

연구 참여 횟수
신분개인 

연구
공동 
연구

계
개인 
연구

공동 
연구

계

H1 4 3 7 교수 H3 2 1 3 교수
L1 4 2 6 강사 K5 1 2 3 교수
K1 ․ 6 6 대학원생→강사 K6 ․ 3 3 교수
H2 ․ 6 6 교수 M ․ 3 3 강사
J1 5 ․ 5 사서→교수 Y2 ․ 3 3 강사
J2 2 2 4 교수 O ․ 3 3 교수
K2 1 3 4 교수 C ․ 3 3 대학원생
J3 1 3 4 교수 K7 2 ․ 2 교수
K3 ․ 4 4 교수 K8 2 ․ 2 교수
Y1 3 ․ 3 교수 K9 2 ․ 2 교수
L2 3 ․ 3 교수 A1 2 ․ 2 교수
J4 3 ․ 3 교수 Y3 2 ․ 2 교수
K4 2 1 3 강사→교수 그 밖에 공동연구 2편(10명), 개인연구 1편+공동연구 1

편(1명), 개인연구 1편(18명), 공동연구 1편(38명)이 
있음.

S1 2 1 3 교수
J5 2 1 3 사서

<표 4> 연구자별 논문 현황

어린이서비스 분야 논문의 생산 기반을 살펴보면 흥미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체 연구 에

서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44편으로 39%에 이르며, 석․박사학  논문에 기반을 둔 논문은 

12.4%에 이른다. 어린이서비스 련 논문  반 이상인 51.3%가 일차 인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율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개한 문헌정

보학 장연구 경향 분석에서는 28.2%, 일반 학술지 논문 연구 경향 분석에서는 35.35%, 학교도서

 연구 경향 분석에서는 31.1%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으로 나타났다.10)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연구비 지원 논문의 비율이 높은 것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체 연구비 지원 논문의 반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

10) 정재 ․박진희, 게논문, p.18; 이명희, 게논문, p.304; 김종성, 게논문,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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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체 논문의 19.5%에 이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이 차지하는 치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는 앞에서 살펴본 연구 황 추이에서 2006년 이후 연구 논문이 양 으로 크게 늘어난 배경

을 좀 더 구체 으로 설명해 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이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요한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것은 무척 고무 이

고 정 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노 심 섞인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행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이 스스로 연구 역량을 확립하는 것을 가로막

는 것은 아닌가?, 연구자들에게 타성 이고 획일 인 연구 행태가 팽배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학 논문에서 출발한 연구 논문의 비율이 높은 것은 교육인력 간 공동연구의 비율이 높은 것을 

부분 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학 논문을 수정하여 투고한 논문은 체로 교수와 학생의 공동연구 

형태로 투고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의 연구 지원을 통해 수행된 과제의 경우 기본 으로 학

원생이나 장 사서들이 참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공동연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
 구분

일반 공간/시설 인력 자료 프로그램
이용자
서비스

독서 계
비율
(%)

연구비

대학 교내연구비 1 1 3 5 5 1 1 17 38.6

한국연구재단 ․ 2 ․ 1 ․ ․ ․ 3 6.8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5 ․ 4 4 3 5 1 22 50.0

문화관광부 1 ․ ․ ․ 1 ․ ․ 2 4.5

소 계 7 3 7 10 9 6 2 44 100

학위논문

박사 논문 ․ 2 ․ 3 1 2 2 10 71.4

석사 논문 ․ ․ 1 1 1 ․ 1 4 28.6

소 계 0 2 1 4 2 2 3 14 100

합 계 7 5 8 14 11 8 5 58

<표 5> 논문 생산 기반(연구비, 학위논문) 현황

Ⅲ. 연구 주제와 방법 현황

1. 주제별 연구 현황

어린이서비스 연구의 주제 역을 7가지로 나 어 보면 자료와 로그램 역의 연구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이용자서비스, 독서, 일반 역이 뒤를 이었고 인력과 공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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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주제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비율
(%)

일반 1 ․ ․ ․ ․ 1 ․ 1 4 1 1 3 ․ 12 10.6

공간/시설 ․ ․ ․ ․ ․ 3 ․ ․ ․ ․ 1 ․ 2 6 5.3

인력 1 ․ ․ ․ ․ 1 ․ 2 3 ․ 2 1 ․ 10 8.9

자료 2 1 1 1 1 2 1 3 5 4 5 26 23.0

프로그램 ․ 1 ․ 2 2 2 2 2 1 2 4 4 2 24 21.2

이용자서비스 ․ ․ ․ ․ ․ ․ 3 5 1 3 1 1 5 19 16.8

독서 3 ․ ․ 2 ․ ․ 3 4 ․ 1 ․ 3 ․ 16 14.2

계 7 1 1 5 3 8 10 15 12 12 9 16 14 113 100

비율(%) 6.2 0.9 0.9 4.4 2.7 7.1 8.9 13.2 10.6 10.6 8.0 14.1 12.4 100

<표 6> 연도별/주제별 논문 현황

시기별로 보면 자료, 로그램, 독서 역은  시기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간/시설, 인력, 이용자서비스 역은 2005년 이후에 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서비스에 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이 에도 연구되어 오던 주제 역과 그 지 않은 주제 

역을 구별해 볼 수 있게 해 다. 

             연도

 학회지
일반 공간/시설 인력 자료 프로그램

이용자
서비스

독서 계
비율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 1 5 9 14 3 8 43 38.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 3 2 9 6 5 5 35 31.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 ․ 3 7 4 8 3 27 23.9

정보관리학회지 2 2 ․ 1 ․ 3 ․ 8 7.1

계 12 6 10 26 24 19 16 113 100

비율(%) 10.6 5.3 8.9 23.0 21.2 16.8 14.2 100

<표 7> 주제별/학회지별 논문 현황

학회지에 따라서는 주제 역별로 특기할 만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헌정보

학회지에는 로그램과 독서 역이,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에는 이용자서비스와 독서 역이,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는 이용자서비스 역이 체 비율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을 뿐이다. 

주제 역별로 연구의 세부 주제를 살펴보면 좀 더 흥미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일반 역에는 

어린이서비스에 한 일반 인 황과 실태를 비롯하여 연구경향, 철학, 력, 운동 등에 한 연구

가 편 되지 않고 다양하게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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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시설 역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공간의 이용행태에 한 것이다. 어린이

열람실이나 어린이도서 의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패턴을 찰하고 분석하여 공간 배치와 디

자인에 반 하는 원리를 도출하는 연구이다. 어린이서비스를 한 도서  공간과 시설의 연구는 

사실 건축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상 으로 조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과 련하여 연구의 과제로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도서 의 기능  측면에서 어린이도서 의 구조와 공간 배치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조형

성이 뛰어난 도서 이라 하더라도 사서와 이용자가 도서 을 운 하고 이용할 때는 불편과 비효율

을 경험하는 일이 지 않기 때문이다. 

인력에 한 연구 10편은 모두 사서에 한 연구로, 내용에 따라 나 어 살펴보면 어린이 문사

서 양성을 한 교육과정에 한 연구가 3편, 장 사서의 계속교육에 한 연구가 2편, 어린이서비

스 사서의 직무와 능력에 해 논의한 연구가 5편이다. 그리고 인력 역의 연구 10편  7편은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이며 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가 4

편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에서 어린이서비스 사서의 양성과 직무 개발

을 해 많은 심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역의 연구는 모두 26편으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북미의 학 논문 

황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북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자료에 한 연구가 무척 조한 것이 큰 특징

으로 제시되었는데 학술 논문에서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11) 요컨  우리나라 어린이서비스 연구

에서는 자료에 한 연구가 학 논문보다는 주로 학술 논문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보편 인 경향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에 한 연구 26편 에는 어린이 도서를 다룬 연구가 14편으로 가장 많았

고, 자료조직을 다룬 연구가 7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는 도서목록을 다룬 연구 3편, 서지와 

서평을 다룬 연구가 각각 1편씩 있었다. 어린이 도서를 연구한 논문은 래동화, 학습만화, 타지 등

의 장르에 따라 책을 분석한 연구에서부터 책의 이용행태, 자책, 수상작 분석 등을 다룬 연구까지 

다양하 다. 자료 조직 주제에서는 주로 어린이 자료를 한 분류체계를 연구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로그램 역에서는 독서치료 로그램에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체 24편  8편이 어린이

를 상으로 한 독서치료 로그램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독서치료에 한 연구가 크게 활성화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12) 독서치료의 뒤를 이어 

독서캠  3편, 북스타트 3편, 스토리텔링 2편, 로그램 일반 3편 등이 복수로 연구된 주제로 나타

났다. 그 박에 어독서 로그램, 인형극, 책 읽어주기 등에 한 연구가 1편씩 있었다. 

이용자서비스 역에서는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가 어린이서비스를 한 정보시스템과 련된 

것이었다. 어린이서비스를 한 홈페이지, 온라인목록의 검색 인터페이스, 탐색 행태 등을 다룬 연

11) 공정자, 게논문.

12) 황 숙, 게논문,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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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모두 11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반 인 도서  이용행태를 연구한 논문이 6편

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자서비스 역에서 정보서비스나 기타 이용자서비스와 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역에서는 무척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서비스 차원에서 

독서진흥에 한 연구가 4편, 독서 효과에 한 연구가 3편, 어린이들의 독서행태에 한 연구가 

2편, 독서실태 연구가 2편, 독서교육에 한 연구가 2편, 독서태도, 운동, 동기유발에 한 연구가 

각각 1편씩 나타났다. 독서 역의 연구는 무척 다양한 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근되는 주제이

기 때문에 어린이서비스 역에 포함시켜 분석하기에 간단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현황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용된 연구방법을 분석해 보면 체의 88.4%는 단일의 연구방법을 사

용하 고 나머지는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방

법으로는 조사연구로, 체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다른 연구경향 분석에서

는 조사연구에 비해 문헌연구가 더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다소 조 인 상이

라고 할 수 있다.13) 많은 어린이서비스 연구가 설문조사나 황조사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내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런 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역

구분   연구방법
일반 공간/시설 인력 자료 프로그램

이용자
서비스

독서 계
비율
(%)

단일
방법

문헌연구 2 ․ 3 2 1 1 2 11 9.7

조사연구 7 5 5 7 11 6 7 48 42.4

내용분석연구 1 ․ ․ 11 1 1 ․ 14 12.3

실험연구 ․ ․ ․ ․ 3 2 3 8 7.1

실행연구 1 ․ ․ 1 5 1 ․ 8 7.1

질적연구 1 ․ ․ 1 ․ ․ 1 3 2.7

시스템분석연구 ․ ․ ․ ․ ․ 8 ․ 8 7.1

복합
방법

문헌연구+조사연구 ․ 1 1 2 2 ․ 2 8 7.1

문헌연구+실행연구 ․ ․ 1 1 ․ ․ ․ 2 1.8

조사연구+내용분석연구 ․ ․ ․ 1 ․ ․ 1 2 1.8

조사연구+사례연구 ․ ․ ․ ․ 1 ․ ․ 1 0.9

계 12 6 10 26 24 19 16 113 100

비율(%) 10.6 5.3 8.9 23.0 21.2 16.8 14.2 85.8

<표 8> 연구방법별 논문 현황

13) 이명희, 게논문, p.298; 김종성, 게논문,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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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서비스 연구 방법으로 실험연구와 실행연구가 지 않은 것도 주목된다. 이 두 가지 연구방

법은 무척 유사한 것이지만 논문에 용되는 약간의 차이를 반 하여 구분하 다. 실험연구는 주로 

가설을 설정하고 로그램을 개발한 후 실험집단과 비실험집단으로 나 어 로그램을 운 한 후 

차이를 검증하는 논문을 포함하 다. 실행연구는 체로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하여 결과를 소

개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실험연구에 비해 결과의 검증이나 참여자간의 차이 등을 요하게 다루

지 않는 연구를 여기에 분류하 다. 실험연구와 실행연구가 비교  많은 에 지와 노력이 투여되어

야 한다는 에서 볼 때 이런 연구방법의 용이 많은 것은 정 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내용분석연구는 주로 자료 역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 도서를 연구하는 논문에서 

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주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근할 때 주로 내용분석연구 방법을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스템분석 방법은 모두 정보시스템을 평가하거나 설계하는 연구에서 사

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서비스를 한 홈페이지를 비교하거나 분석하여 개선 을 탐구하거

나 이용 패턴을 조사하는 내용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Ⅳ. 발전을 위한 과제

1. 도서 연구의 역량 강화

일반 인 도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서비스에서도 서비스의 핵심 자원은 장서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서비스의 모든 활동은 장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좋은 장서를 

개발하는 것은 어린이서비스 장의 일차 인 과제이다.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도서에 한 연구

의 요성도 이런 맥락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좋은 어린이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기 해서는 어

린이 도서에 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서를 양성해야 하고, 좋은 장서를 구축하기 한 다양한 

원리와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작업의 출발은 어린이 자료에 한 연구 활동의 활성화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서비스의 성숙과 발 을 해서는 어떤 역보다도 어린이 

도서에 한 연구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북미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1943년부터 생산된 

어린이서비스 주제 석․박사 학 논문  48%가 자료에 한 것이며, 그 에서 74%는 어린이 

도서에 한 연구 다는 사실은 이러한 원리를 확인시켜 다.14)

사실 우리 사회에서 도서  사서들은 어린이 도서에 한 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어린이도서연구회’ 같은 어린이 책 시민단체가 가지는 어린이 도서에 한 사회

 주도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은 두말한 필요도 없다. 연구 역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4) 공정자, 게논문, pp.3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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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도서에 한 연구는 어린이문학이나 출  분야에서 축 한 연구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도서 의 어린이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는 구조  

문제로 그와 련한 연구와 교육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런 문제에 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을 앞세울 수 있는 시 가 아니다. 어린이 

도서에 한 장과 강단의 문성을 강화하기 한 구체 인 노력이 필요한 시 이다. 이를 하

여 우선 연구 역에서는 어린이 도서에 한 연구에 더 많은 에 지를 집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연구에서 분석한 어린이서비스 논문에서 어린이 자료에 한 연구는 모

두 26편이었는데, 그 에서 어린이 도서에 한 연구는 14편이었다. 이 에서 뉴베리메달 수상작

을 분석한 연구, 서평에 한 연구, 어린이 도서의 이용행태에 한 연구, 자책에 한 연구 등을 

제외하고 어린이 도서에 한 직 인 연구는 9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게 보면 그 양은 그다지 

많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게 어린이 도서에 한 연구의 양은 지만 모두 다양하고 좋은 

도서 연구의 통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찰된다.

일 이 어린이 도서 연구에 심을 가진 표 인 연구자는 한윤옥인데, 1980년 부터 도서의 

형태와 내용 요소에 따라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연구를 수행하 다.15) 

그 뒤 그녀는 1960년  이후 30년간 간행된 아동문학 도서의 표지를 분석하여 특성과 변화 양상을 

정리16)하기도 하 고, 미국에서 간행된 한․ ․일 아동문학에 담긴 주인공의 민족  특성을 분

석17)하기도 하여 어린이 도서 연구의 좋은 사례를 제시하 다. 

해방 이후 생산된 우리나라 래동화 연구문헌을 계량 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유소 은 래동

화 연구의 실과 문제를 제시하면서 어린이 도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그녀에 따르면 

래동화 연구자 층은 매우 빈약하지만 앞으로 연구 활성화가 진 될 것이며, 래동화의 이용과 

련한 연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주제(학문) 분야에서 근할 수 있어 연구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견하 다.18) 최근에 생산된 래동와 연구 논문 한 편은 이런 견을 확인하게 해 다. 김수경

은 이 언어( 어-한국어)로 된 우리나라 래동화의 내용을 분석하여 다문화 가족과 한국문화에 

한 이해를 증진하는 독서치료 자료로서의 가치를 검토하면서 향후 각국의 이 언어(베트남어-한

국어, 국어-한국어, 몽골어-한국어, 태국어-한국어 등)로 된 래동화도 그 상이 될 수 있으며, 

래동화 이외에 이 언어로 된  어린이 책들도 다문화가정과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도서목

록 개발의 상으로 확장되기를 기 하 다.19)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래동화 한 분야만 하더라

15) 한윤옥, “아동의 심리발달과 도서 선호의 변화,” 도서 학, 제17집(1989), pp.105-159. 

16) 한윤옥, “한국 아동문학 도서의 표지에 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4집(1993. 6), pp.113-137.

17) 한윤옥, “아동문학도서에 나타난 주인공의 민족  특성에 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2호(1997. 

6), pp.59-77.

18) 유소 , “우리나라 래동화 연구의 서지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3. 6), pp.267-268.

19) 김수경, “한국 래동화의 독서치료  가치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3호(2012. 9),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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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궁무진한 연구의 과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해님과 달님’이라는 래동화의 다양한 이본(異本)의 내용  구조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송정숙은 이러한 연구가 사서나 부모가 자료를 선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동화작가들이 우수한 동화를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축 되어야 

하고 사서들이 도서의 내용에 해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 다.20) 

이러한 도서 연구의 맥락에 있는 연구로서 최근에는 만화 자료의 증가에 따라 만화의 자료  가

치와 이용행태 등을 연구하는 논문도 나타나고 있다. 학습만화에 한 학부모의 인식 조사를 기반

으로 하여 학습만화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독서와 교육의 효과를 높일 것을 제안하는 연

구를 들 수 있다.21) 우리 출 과 독서 장에는 학습만화 과잉 상이 하나의 문제로 부각되어 있

으며 공공도서 이나 등학교 도서 에서 학습만화에 편 된 자료 이용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화 자료의 독서 효용성을 연구한 논문에서 ‘만화가 가지고 있는 독서자료로서의 효

용성이 지식 달 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그 활용 방법에 한 신 한 논의가 필요하며, 만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도출해 내는 학문 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 은 만화 자료 

연구에 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한다.22) 

에서 살펴본 논문들이 우리 어린이서비스에서 수행된 도서 연구의 부분이다. 연구자들의 기 와 

강조에도 불구하고 도서 연구가 크게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이다. 어린이서비스 연구가 장

과 강단을 이끌어가는 이론의 진원지가 되기 해서는 어린이 도서에 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연구 테마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만하다. 유아들을 한 

도서의 내용과 형식에 한 연구, 그림책에 한 갈래와 서지 연구, 옛이야기에 한 문학 ․사회학

․철학 ․역사  측면 등의 연구, 다양한 주제의 동화 연구, 장르별 도서의 특성 연구, 작가 연구, 

시 와 지역별 작품 경향 연구 등 어린이 도서에 한 연구는 개발의 손길을 기다리는 처럼 연구자

의 심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문헌정보학이 어린이 독서와 도서  서비스에 한 리더십을 확보하

고 사서가 어린이 책에 한 문가 집단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해서는 어린이 도서에 한 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가장 요하게 여겨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실효성 제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여 년간 어린이서비스 역의 연구는 양 으로 크게 성장하

20) 송정숙, “ 래동화 <해님과 달님>의 이본(異本) 비교,”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69.

21) 이종문, “학습만화에 한 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분석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2012. 

6), pp.227-246.

22) 류반디, “만화의 독서 효용성에 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2호(2011. 6),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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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연구주제의 다양성과 연구방법의 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어린이서비

스를 발 시키기 한 연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해서는 연구의 내용  수 과 효용성을 

한 단계 더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찰된다.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많은 연구들이 조사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기본 으로 

황을 수집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

는 단순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연구자의 역할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

하여 소개하는 데 머무르는 경향이 많으며 연구의 결과도 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연구의 패턴과 경향은 궁극 으로 연구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실효성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

어린이서비스 인력 역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어린이 사서를 한 교육과정과 계속교육 

로그램에 한 것이다. 어린이서비스의 수 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사서의 문성 확립이 선결되

어야 하고 이를 해서는 학부의 사서양성 교육과정과 장 사서의 계속교육 로그램이 무엇보다 

요하다는 에서 보면 무척 시의성 있고 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이 

의도하는 효과를 얻기 해서는 논리  구조와 문제의식이 좀 더 심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순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정확성이 에 띤다. 국의 문헌정보학과에 개설

된 어린이서비스 련 교과목의 황을 보면 락된 학교가 있고 데이터의 합산이 정확하지 않는 

것도 있다.23) 교과목 개발 연구의 논리  구조는 재 편성 교과목 황과 장 사서들의 의견 조

사를 기반으로 교과목을 제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의 오류는 결과의 신뢰성

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과정은 내용이나 성격 등에서 체로 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육과정을 학의 교육에서 실제 으로 구 하기 한 방안이 

논의되고 제안되었다면 더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학에서 그것을 반 하기는 어려운 것이 실이기 때문이다. 가령 어린이서비스의 리더십을 가지

고 있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에서 만이라도 사서를 선발할 때 이러한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

에게 혜택을 다든지, 국어린이서비스 의회 등에서 주도하여 련 교과목을 개설한 학과에 어

린이 사서 양성 교육과정으로 인증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에서 장 사서들의 의견을 조사할 때 어린이서비스에 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의식이 분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기본 으로 신뢰성을 내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에서

23) 박 주․이상복, “어린이 문사서를 한 교육과정 모형 개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2호(2010. 6), 

pp.97-110; 한복희, “어린이사서 양성을 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과 계속교육의 발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

지, 제44권, 제3호(2010. 8), pp.267-288; 정혜미․차미경, “공공도서  어린이사서를 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선에 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2호(2007. 12), pp.16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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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과목의 편성 여부보다는 개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요할 것이다. 그리고 독서지도와 같은 

교과목은 실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요하다. 독서지도 교과목은 그 

근방법이나 교수의 성향 등에 따라 무척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교과목이기 때문이다. 

를 들어 살펴본 교육과정 개발과 련한 연구뿐만 아니라 어린이서비스 반에서 이처럼 연구

의 실효성을 높이기 한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악된다. 이를 해서는 기본 으로 연구과제에 

근하는 략과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데이터가 이야기하지 않는 실제 상황의 여

러 국면들을 충분히 반 하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기본 으로 연구자의 문제의식

과 연구 문제를 하는 사유 체계가 심층 이며 통합 으로 작용할 때 가능할 것이다. 요컨  어린

이서비스의 연구를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가기 해서는 연구자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

고 정리하여 소개하는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비  사유를 기반으로 문제에 근하고 통찰력을 

동원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치열한 의식의 노동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3. 현장 근접성 강화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을 보면 황이나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결

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지배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장을 지향하고 있지만 체 으

로 장에 근 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황 조사나 의견 조사는 기본 으

로 체를 조망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장의 실제 인 개별성을 이해하고 악하기에는 부족한 방

법이다. 그러므로 장의 다양한 문제를 충분하게 보고하고 부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연구 패턴에서 연구자는 장이 있는 지상에 내려와 있지 않고 공 에 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 에서는 체 인 구조와 맥락을 잘 볼 수는 있지만 장의 복잡미묘한 사정

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체 으로 볼 때 우리 어린이서비스 장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어린

이서비스의 개념과 기본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실이다. 그리고 도서 의 성격이나 

치에 따라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다. 교육청 소속으로 역사가 오래된 공공도서 , 자치단체에서 최

근에 설치한 공공도서 , 민간에서 설립하여 운 하는 도서 , 여러 형태의 작은도서  등 설립과 

운  주체에 따라, 역사와 규모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체 인 황이나 구조를 읽어내려는 노력 못지않게 개별 인 상황과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별 도서 이 처한, 혹은 만들어내는 특수한 상황과 문제에 따라 그에 맞

는 해결책이 검토되고 모색되어야 실효성 있는 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게 보면 연구자는 장에 착할 수 있는 연구 기법과 략을 선택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서비스를 체 으로 조망하는 시각뿐만 아니라 개별 인 도서 이 처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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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을 소 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사례

연구나 질 연구 방법이 이러한 측면에서는 효과 이기 때문에 용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어린이서비스 연구와 련하여 논의되어야 하는 과제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에서

도 사소해 보이지만 요한 것 한 가지는 용어와 련된 것이다. 아직도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어린이도서 ’이라는 용어가 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정 도서

이 ‘어린이도서 ’으로 운 되는 경우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연구에서 일반 

공공도서 과 ‘어린이도서 ’을 구분하기 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린이

서비스 일반을 지칭하거나, 공공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 열람실 서비스를 언 하면서도 ‘어

린이도서 ’이라는 용어를 그 로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도서 에서도 

어린이 이외의 이용자층을 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며, 도서 의 명칭이나 종류에 계없이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 하는 용어가 ‘어린이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의 통일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이나 도서 계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이서비스

에 한 이해와 인식을 이끌어 다는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용어의 바른 사용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어린이서비스의 연구 황과 과제를 살펴보기 하여 문헌정보학분야의 4개 학회지에 

실린 련 논문 113편을 분석하 다. 시간의 흐름과 학회지에 따른 논문의 황을 조사하 고 연구 

형태에 따른 황을 조사하 다. 그리고 7개 분야의 연구 주제 역별로 논문의 생산 황을 분석

하 고 연구방법에 따른 황도 살펴보았다. 

어린이서비스 연구는 2003년 이후에 본격 으로 활성화되었으며 2006년부터 두 자리수 이상으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어린이서비스 연구가 순천 기 의도서 과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 의 개 이라는 어린이서비스에 기를 가져온 변화와 직 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 다. 

다른 분야에 비해 개인연구보다 공동연구의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배경은 연구

의 생산기반이 학 논문이거나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가 많은 것과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서비스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인력은 그 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소수 연구자가 차지하는 

연구 비 은 다른 분야에 비해 그 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은 어린이서비스 연구에서 무척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 연구논문의 약 

20%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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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로 보면 자료와 로그램에 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간/시설과 인력 

역은 상 으로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으로는 조사연구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 반면 

다른 분야에 비해 문헌연구가 게 사용된 것도 한 가지 특징이라 할 만하다. 

체 으로 보면 어린이서비스 연구는 그 역사에 비해 내용과 형식에서 나쁘지 않은 일정한 수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하지만 연구가 체 으로 한 단계 더 발 하고 장 발

을 견인하기 해서는 개선해야 하는 과제도 발견되었다. 어린이 도서에 한 연구를 활성화 하여 

어린이서비스에 한 사회  주도성을 확립하는 것, 좀 더 실효성 높은 연구를 해 연구의 내면  

구조를 정교하게 하고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심화하는 것, 다양한 장의 개별 인 문제들을 효과

으로 보고하여 문제를 규명하기 해 장에 한층 더 근 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간행된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지 논문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어린이서비

스 체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를 출발로 하여 이후에 문헌정보학 이외의 

분야에서 연구된 어린이서비스 련 연구를 포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린이 독서나 

독서치료, 그리고 어린이서비스를 한 공간과 시설 등은 문헌정보학 이외의 학문 분야에서도 지 

않게 연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외국의 연구와 비교하여 우리의 연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이후의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 어린이서비스가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의 연

구 역사와 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연구의 망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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